"2022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"

장애 대학(원)생
지원사업

모집 내용

모집 목적
•이공계 장애 대학원생에게 출연(연)에서의 연구기회를 통해 전문연구
인력으로서 성장 기반 구축

장애 대학생 직무교육
선정규모 00명 내외
지원분야 공공연구기관 행정/연구지원직 직무교육 및
최대 2개월 현장실습 지원
신청자격 (장애인) 장애유형과 장애수준 무관,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
(전 공) 기초 과학 및 이공계 전 분야
(대학생) 신청일 기준 대학 재학생 및 휴학자
(졸업자) 대학 졸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
프로그램 사전교육(온라인교육) - (기간) 현장 실습 전 1개월 내 이수
현장 실습 - (기간) 최소 1개월 ~ 2개월
지원내용 교육 수당 : 30만원 지급
실습 수당 : 월 최대 200만원 지급(1일 8시간, 주 5일 기준)
취업 교육 지원 : 인적성 검사, 모의면접 및 PT테스트 & 클리닉
KIRD 경력설계 교육 무료 지원 등

장애 대학원생 연구수행

•이
 공계 장애 대학생들에게 출연(연) 현장실습을 포함한 직무교육
프로그램 제공으로 과학기술계 진출의지 제고

신청기간 및 선발절차
신청기간 ’22. 6. 13(월), 09:00 ~ 6. 22(수), 18:00
선발발표 ’22. 6. 30(목) 예정
선발절차 최종 적격자 선정을 위한 3단계 평가
사전검토

서면평가

발표 및 면접심사

1

2

3

서류 검토 및
신청 자격 검증

전문가
온라인 평가

(대학원생)지원자 온라인 발표 평가
(대학생)지원자 온라인 면접

※ 서면 평가는 신청자 현황 및 KIRD 내부사정에 따라 발표 및 면접심사에 포함하여

실시할 수 있음

선정규모 0명 내외
지원분야 최소 2개월(200시간) 이상 최대 5개월까지
개인연구 지원
신청자격 (장애인) 장애유형과 장애수준 무관,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
(전 공) 기초 과학 및 이공계 전 분야
(석박사) 신청일 기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자
(졸업자) 석·박사 학위자 및 수료자로서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
지원내용 연구자인건비 : 석사과정 월 180만원, 박사과정 월 250만원 수준
(일 5시간/주 5회/월 4주 기준)

연구지도수당 : 대학 지도교수, 출연(연) 연구자 지도수당 지급
(KIRD 지급 기준)

연구활동비 : 연구장비 사용료, 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 등 전액 지원
전문R&D 교육 무료 지원 등

신청 방법
접수방법 이메일 접수(support@kird.re.kr)
※ 이메일 접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,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

관련 문의
(대학원생 지원관련)
인재성장정책실 유대성 연구위원(dsryu@kird.re.kr, 043-251-7035)
(대학생 지원관련)
인재성장정책실 권상혁 연구원(shkwon@kird.re.kr, 043-251-7230)
(민원 관련, 대상자별 담당자 부재시)
인재성장정책실 김민지 전문관리원(mjkim@kird.re.kr, 043-251-7026)

